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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Vlabs, 기업 및 정부 블록체인 채택 
가속화를 위해 Linux Foundation의 
Hyperledger 프로젝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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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구동 smart contract 플랫폼 RSK와 자체 RSK 인프라 
프레임워크(RIF, RSK Infrastructure Framework)의 모회사인 IOVlabs가 
Linux Foundation 및 Hyperledger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발표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한 오픈 소스 협동 프로젝트인 Hyperledger는 
Citi, JP Morgan, Telefonica 및 IBM 등 25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Linux 
Foundation 프로젝트다.

Hyperledger 커뮤니티 참여는 IOVlabs가 자체 RIF 기반 기술과 함께 
Hyperledger Besu 기술을 활용해 기업 및 정부 집중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Besu는 공개 및 비공개 허가 네트워크를 위한 기업 
친화적 이더리움 클라이언트이다.

IOVlabs의 CEO인 Diego Gutierrez Zaldivar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생태계의 홍보를 선도하는 단체 중 
하나인 Linux Foundation의 일부가 될 수 있어 아주 기쁩니다. RSK 
네트워크가 이용하고, IOV Labs가 개발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형 소프트웨어이며, 저희 단체의 정신은 Linux의 정신과 아주 
비슷합니다. 저희 단체의 Linux Foundation과 Hyperledger에 대한 
참여는 경제적 자유, 투명함, 그리고 신뢰를 촉진하는 오픈된 블록체인 
표준 채택을 가속할 것입니다.”

또 Hyperledger의 전무 이사인 Brian Behlendorf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더 공평하고 더 통합적인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IOVlabs의 
포부는 블록체인에 여러 가지 강력한 사용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미션을 
위한 기초로 Hyperledger의 오픈 소스형 커뮤니티 구축 기술을 그릴 수 
있어 기쁩니다. IOVlabs의 오픈된 분산형 플랫폼 생성에 대한 헌신과 
글로벌 IOVlab 팀의 Hyperledger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지원을 환영합니다.”

IOVlabs는 아르헨티나의 천연 가스 분포 생태계에 집중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Gasnet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개념 증명을 포함하는 
기업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여러 개 개발해 왔다. IOVlabs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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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Foundation과의 협동 작업과 Hyperledger Besu 이용을 통해 제공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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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Vlabs 소개

IOVlabs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생태계에 필요한 기회, 투명함 및 신뢰를 장려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한다. 이 
단체는 현재 RSK Smart Contract Network, RIF및 Taringa!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RSK Network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smart contract 플랫폼 중 하나로, 비트코인의 기능을 확장하면서 독보적인 
해시 파워를 활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사용자는 RIF의 오픈된 분산형 인프라 프로토콜로 통합된 환경에서 더 
빠르고, 쉽고, 확장 가능한 분산형 응용 프로그램(dApp)을 개발할 수 있다. Taringa는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스페인어 기반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로, 3천만 명의 사용자와 1,000개의 활동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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